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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ly textured Ag, Al and Al:Si back reflectors for flexible n-i-p silicon thin-film solar cells were prepared on

100-µm-thick stainless steel substrates by DC magnetron sputtering and the influence of their surface textures on the light-

scattering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he surface texture of the metal back reflectors was influenced by the increased grain

size and by the bimodal distribution that arose due to the abnormal grain growth at elevated deposition temperatures.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structure zone model (SZM). With an increase in the deposition temperatures from room temperature to

500°C,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Al:Si films increased from 11 nm to 95 nm, whereas that of the pure Ag films increased

from 6 nm to 47 nm at the same deposition temperature. Although Al:Si back reflectors with larger surface feature dimensions

than pure Ag can be fabricated at lower deposition temperatures due to the lower melting point and the Si impurity drag effect,

they show poor total and diffuse reflectance, resulting from the low reflectivity and reflection loss on the textured surface. For

a further improvement of the light-trapping efficiency in solar cells, a new type of back reflector consisting of Ag/Al:Si bilayer

is suggested. The surface morphology and reflectance of this reflector are closely dependent on the Al:Si bottom layer and the

Ag top lay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face topography and the light-scattering properties of the bilayer back reflectors

is also repor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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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연성을 갖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한 플

렉서블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flexible silicon thin-film

solar cell)은 롤투롤 공정을 이용하고 대면적으로 대량생

산이 가능하여 태양전지 저가화 기술 중의 하나로 전 세

계적으로 활발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4) 얇고 가

벼운 플렉서블 기판을 사용하므로 유연한 동시에 깨지지

않으며 값싸고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

어 향후 지붕형(roof-top)과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

템(building integrated PV; BIPV)을 비롯하여 모바일 기

기의 이동전원으로써 적용성 및 활용성이 크게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 박막 광흡수층은 결

정질 실리콘 웨이퍼나 CIGS, CdTe와 같은 다른 박막에

비하여 광흡수율이 낮아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실리콘 박

막 태양전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을 나타내는 단점을

갖고 있다.5)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는 태양전지 내로 입사된 태양광을 광흡수층

계면에서 산란시켜 이동경로를 증가시키고 이로부터 광흡

수를 증대시키는 광포획(light trapping) 기술이 대표적이

다.6,7) 광산란을 통한 광포획 증가는 태양전지의 단락전류

밀도를 증가시켜 변환효율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광흡

수층 계면에서의 광산란을 위해서는 실리콘 박막 광흡수

층과 인접한 전면전극 또는 후면반사막의 표면을 텍스처

링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불투명

한 플렉서블 기판을 사용하는 하판형(substrate type) n-i-

p구조의 플렉서블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에서는 후면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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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 표면 텍스처링이 전체 태양전지의 표면형상을 좌우

하므로 광포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8,9) 

텍스처링된 후면반사막 표면에서의 광산란 특성은 입

사광의 유효파장(effective wavelength)와 표면거칠기 및

입자크기를 포함하는 텍스처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

는다.10) 플렉서블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경우, 단파장

영역의 입사광은 대부분 p-i 계면에서 흡수되며 실리콘 박

막 광흡수층에서 흡수되지 못한 가시광 후단 및 장파장

영역의 입사광이 후면반사막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후

면반사막에서의 광산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장파

장 영역의 입사광을 효과적으로 산란시킬 수 있는 텍스

처 크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플렉서블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용 후면

반사막으로 단일구조 Ag, Al, Al:Si 박막과 이중구조 Ag/

Al:Si 박막을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제조하

였다. 스퍼터링 증착공정에 따라 후면반사막의 표면거칠기

및 표면형상 변화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후면반사막의 광

산란 특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중구조를 갖는 Ag/

Al:Si 후면반사막의 표면 텍스처 및 광산란 특성 최적화

를 통하여 향후 플렉서블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후면반사막 제조를 위한 기판으로는 100 µm 두께의 플

렉서블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SS)을 사용하였으

며 기판표면이 제조된 후면반사막의 표면형상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면 연마를 수행하였다. 표면연

마 후의 SS기판의 제곱 평균 표면거칠기는 8.56 nm로 조

사되었다. 플렉서블 기판 위에 4 inch 크기의 Ag(99.99%),

Al(99.99%) 그리고 1wt% Si을 함유한 Al:Si(99.99%) 금

속 타겟들을 이용하여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후

면반사막을 증착하였다. 주 챔버는 크라이오 펌프를 사용

하여 5 × 10−6 torr 이하의 증착 전 진공도를 유지하였다. 스

퍼터링 가스로는 초고순도 Ar 가스(99.999%)를 사용하고

일정량의 가스를 Mass Flow Meter (MFC)를 통하여 주

입한 후 고진공 펌프 앞쪽에 설치된 스로틀 밸브를 이

용하여 증착압력을 공정 중에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기판

과 스퍼터링 타겟은 100 mm의 간격을 유지하고 타겟에

인가되는 스퍼터링 파워는 2.5 mW/cm2로 고정하였다. 박

막의 증착두께는 증착시간을 변화시켜 조절하였으며 기판

홀더 밑에 장착된 열선히터를 통하여 증착온도를 변화시

켜 주었다. 후면반사막 제조에 관련된 상세한 공정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증착된 금속박막과 기판과의 접착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속 박막 증착 전에 접착층으로

Cr 박막을 30 nm 두께로 SS기판 위에 증착하였다. 

증착공정에 따른 후면반사막의 미세구조 변화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표

면형상 및 표면거칠기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Atomic

Force Microscopy (AFM)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후

면반사막의 광산란 특성은 적분구가 장착된 UV-visible-nIR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350 nm - 1100 nm 파장영역에서

총 반사도(total reflectance; Rtotal)와 산란 반사도(diffuse

reflectance; Rdiffuse) 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아래 식을 이

용하여 헤이즈(haze) 값을 계산함으로써 평가하였다. 

(1)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평탄화된 SS 기판 위에 증착압력을 1.5 mTorr

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증착온도를 상온에서 500oC

까지 변화시켜주며 300 nm 두께로 증착된 Ag 후면반사

막의 표면형상 및 표면거칠기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제

조된 후면반사막의 표면거칠기는 제곱 평균 표면거칠기

(root-mean-square surface roughness; σrms)로 정량화하였

다.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온에서 증착된 Ag

박막 표면에서는 100 nm이하의 크기를 갖는 입자들이 균

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6 nm의

σrms값을 나타내어 상당히 평탄한 표면형상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증착온도를 300oC까지 증가시킨 경우에서는

Ag 입자크기가 점차로 증가하여 약 400 nm까지 성장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자성장에도 불구

하고 입자 균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입자 성장에 따라 후면반사막의 σrms값은 26 nm로 증

가하였다. 증착온도 500oC에서 제조된 Ag 후면반사막에

서는(Fig. 1(c)) 낮은 온도에서 제조된 후면반사막과는 달

리 일부 Ag 입자가 800 nm까지 급격히 성장하여 입자분

포의 불균일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후면반사막의 표면도

Haze
 Diffuse reflcetance Rdiffuse( )

Total reflcetance Rtotal( )
-----------------------------------------------------------------------=

Table 1. Experimental set up and deposition parameters of metal

back reflectors.

Parameters Values

Sputtering mode DC magnetron sputtering

Target
Ag, Al, Al:Si (1wt% Si)

4 inch circular type

Substrate
100-µm-thick stainless steel 

(SS)

Target-substrate distance (mm) 100

Base pressure (torr) < 5 × 10−6

Working pressure (mTorr) 1.5-5

Power density (W/cm2) 2.54

Deposition temperature (oC) R.T.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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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거칠어져 표면 텍스처링(surface texturing)이 증가

됨을 알 수 있다(σrms: 47 nm). 증착온도 증가에 따른 Ag

박막의 입자성장과 표면 텍스처링 증가는 Structure Zone

Model (SZM)을 통하여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10-12) SZM

에서는 물리기상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으

로 제조된 순수 금속의 미세구조 변화를 증착변수, 특히

기판온도(substrate temperature; Ts)와 금속의 녹는점(melting

point; Tm)의 비로 설명하고, 이에 따라 입자성장 및 표면

텍스처링 변화를 각 영역(Zone I, Zone T, Zone II)으로

구분하였다. 표면확산(surface diffusion)이 우세한 Zone T

영역에서는 입자경계(grain boundary)의 움직임이 제한된

반면 작은 입자들의 큰 표면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입자간 병합(coalescence)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빠르게 성

장하는 입자에 의하여 작은 입자들이 병합되는 비정상 입

자성장(abnormal grain growth)이 유발된다. 비정상 입자성

장을 통하여 박막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크기의 불균

일성이 증대되고 이로부터 표면 텍스처링이 발생한다.13) 따

라서 Fig. 1에서 볼 수 있는 증착온도 증가에 따른 Ag 후

면반사막의 미세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표면거칠기 변화

는 증착온도 증가에 따른 Ag 박막의 비정상 입자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Fig. 2는 증착온도를 상온에서 500oC까지 증가시키며

제조된 Ag 후면반사막의 총 반사도 및 산란 반사도를 측

정한 결과이다. Fig. 2(a)에서 보듯이, 증착된 Ag 후면반

사막은 증착온도에 관계없이 가시광 및 장파장 영역에서

90-95% 정도의 높은 Rtotal값을 나타낸다. 반면에, 산란 반

사도(Rdiffuse)는 증착온도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상

온에서 증착된 후면반사막의 경우 400-1100 nm 영역에서

평균 Rdiffuse값은 약 56%정도인 반면, 300oC의 증착온도

에서는 59%로 증가된다. 이러한 Rdiffuse 값의 증가는 400-

800 nm 영역에서의 증가에 기인한다. 가장 높은 500oC에

서 증착된 Ag 후면반사막의 Rdiffuse 값은 낮은 온도에서

제조된 것에 비하여 가시광과 장파장 전체 영역에서 모

Fig. 1. Changes in the surface microstructure (a-c) and the root-mean-square surface roughness (d-f) of Ag back reflectors deposited by

varying deposition temperatures. (a,d) R.T., (b,e) 300oC and (c,f) 500oC.

Fig. 2. Total reflectance (a) and diffused reflectance (b) of Ag back

reflectors at different deposi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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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증가하며 평균 Rdiffuse는 약 70%에 이른다. 앞서 서론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사광의 파장에 따른 표면

광 산란은 표면형상 크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증착

온도 증가에 따른 Rdiffuse 값은 Fig. 1에서 관찰되는 미세

구조 변화, 특히 불균일한 입자성장과 그에 따른 표면 텍

스처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

그룹에 의하여 이전에 발표된 논문을 참조하면 위와 같

은 Ag 후면반사막의 표면형상 변화를 통하여 단일접합 비

정질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단락전류밀도를 평탄한 표

면(σrms: 6 nm)의 9.94 mA/cm2에서 텍스처링된 표면(σrms:

47 nm)의 13.36 mA/cm2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14) 

Fig. 3은 증착온도에 따라 SS기판 위에 제조된 Al과

Al:Si 박막의 미세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설

명한 Ag 후면반사막과 동일하게 증착온도가 상온에서

500oC까지 증가함에 따라 Al과 Al:Si 후면반사막의 비정

상 입자성장이 발생하여 표면 텍스처링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조된 Al과 Al:Si 후면반사막

의 입자크기는 Ag 후면반사막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크며

증착온도 500oC에서는 약 1000 nm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입자성장은 Al의 TM이 660.37oC로 Ag의 TM인 961.93oC

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4는

AFM 측정을 통하여 증착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입자성

장된 Al과 Al:Si 후면반사막의 σrms값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비교를 위하여 Ag 후면반사막의 σrms값을 함께 나

타내었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온에서 증착된 Al

과 Al:Si 후면반사막은 10 nm정도의 작은 σrms값을 나타

낸 반면, 증착온도가 300oC로 증가된 경우에서는 각각

38 nm와 44 nm로 증가된다. 또한 증착온도 500oC에서

σrms값은 69 nm와 95 nm로 크게 증가한다. 증착온도에 따

라 제조된 후면반사막의 표면거칠기 변화는 Fig. 3의 미

세구조 변화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면거칠기 변화

에 있어 Al:Si 후면반사막의 σrms값이 Al 후면반사막에 비

하여 동일한 증착온도에서 항상 크게 나타나며 이는 Si 도

핑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 박막의 입자성장

에 대한 불순물의 영향은 많은 문헌을 통하여 보고되고 있

으며, 일반적으로 입자경계에 석출되는 불순물에 의하여 입

자경계 이동도(GB mobility)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2,13) 따라서 금속 내에 불순물이 존재하게 되면

Fig. 3. SEM image of Al (a-c) and Al:Si (d-f) back reflectors deposited by varying deposition temperatures, (a,d) R.T., (b,e) 300oC and

(c,f) 5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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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증착온도에서는 표면확산이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입

자경계의 움직임은 더욱 제한되므로 순수한 금속에 비하

여 수직방향으로의 입자성장이 우선하게 된다. Fig. 3의

SEM분석과 Fig. 4의 AFM 분석으로부터 낮은 TM값을 갖

고 불순물이 도핑된 Al:Si 후면반사막에서 가장 표면 텍

스처링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증착온도에 따라 제조된 Al:Si 박막의 Rtotal값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비교를 위하여 300 nm의 같은

막 두께에서 500oC로 증착된 Ag 후면반사막의 Rtotal값을

함께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증착된 Al:Si 후면반사막의

Rtotal값은 약 85%이하로 Ag에 비하여 낮은 값을 갖으며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여 500oC에서는 약

40%정도의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Al:Si 후면반사막

이 Ag 비하여 낮은 Rtotal값을 나타내는 것은 Ag에 비하

여 낮은 반사율(reflectivity)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증착온도의 증가에 따른 Rtotal값의 감소는 증가된 표면거

칠기에 따라 입자 간 내부 산란이 증가되어 흡수가 더욱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3) 또한 Fig. 3에서 관

찰되는 작은 Al 입자의 형성도 내부 산란을 증가시켜 Rtotal

값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증착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Al:Si 박막에서 큰 표면 텍

스처링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총 반사도값이 Ag 후면반

사막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태양전

지의 후면반사막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Al:Si 박

막이 갖는 큰 표면 텍스처링을 이용하고 동시에 Ag 박

Fig. 6. Changes in the surface morphology (a-d) and the root-mean-square surface roughness (e-h) of Ag/Al:Si bilayer back reflectors with

varying Ag film thickness. (a,e) 25 nm, (b,f) 50 nm, (c,g) 100 nm and (d,h) 150 nm.

Fig. 4. Change in the root-mean-square surface roughness of Ag, Al,

and Al:Si back reflectors as a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Fig. 5. Total reflectance of pure Ag back reflector deposited at

500oC and Al:Si back reflectors at different deposition temperature

of R.T., 300oC and 5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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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과 같은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Al:Si과 Ag 박막을 이중구조로 하는 Ag/Al:Si 후면반사막

을 제조하였다. 이중구조 후면반사막에서 하부층은 표면

텍스처가 큰 Al:Si 박막으로 구성하고 상부층은 반사도가

우수한 Ag 박막을 사용하였다. Fig. 6은 증착온도 300oC

에서 300 nm 두께로 증착된 Al:Si 박막(Fig. 3(b)) 위에

상온에서 Ag 박막을 막 두께별로 증착한 후의 Ag/Al:Si

이중구조 후면반사막의 표면형상 및 표면거칠기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 박막 두께

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Ag 박

막이 Al:Si 박막 위에 연속적으로 증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Ag 박막의 증착에 의한 표면거칠기 변화는 Ag 박막

의 두께가 25 nm에서 100 nm로 증가함에 따라 σrms값은

43 nm에서 56 nm까지 증가하나, Ag 박막 두께가 150 nm

까지 다시 증가되면 σrms값은 36 nm로 감소된다. 

Ag/Al:Si 이중구조 후면반사막의 Ag 박막 두께에 따른

Rtotal과 Rdiffuse값을 Fig. 7에 나타내었다. Rtotal값은 Ag 박

막의 두께가 25 nm에서 150 nm까지 증가함에 따라 약

76%에서 90% 이상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Rdiffuse값은

Ag 박막 두께가 100 nm로 증가될 때까지 400-1100 nm까

지의 전 파장영역에서 크게 증가하다가 150 nm에서 다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Ag 박막 두께에 따른 Ag/

Al:Si 이중구조 후면반사막의 표면거칠기 변화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Ag 박막의 두께가 100

nm인 경우 가장 우수한 광 산란 특성을 갖는 Ag/Al:Si 후

면반사막을 얻을 수 있었다. Fig. 8은 Ag 박막 두께에 따

라 얻어진 Rtotal과 Rdiffuse값으로부터 Haze값을 구한 것이

다. 반사도 측정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게 100 nm 두께

의 Ag 박막이 증착된 Ag/Al:Si 이중구조 후면반사막이 측

정된 전 파장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Haze값을 나타내었

으며 이는 500oC에서 단일구조로 증착된 Ag 박막보다 큰

값이다. 따라서, 표면 텍스처링된 Ag/Al:Si 이중구조 박

막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후면반사막으로 적용할 경

우 표면 텍스처링된 순수한 Ag 박막에 비하여 개선된 광

산란 효과를 통하여 향상된 변환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300oC의 낮은 증착온도에서도 큰 표

면 텍스처링과 향상된 광산란 특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SS기판 대신 내열온도가 낮은 저가

의 플라스틱 기판의 사용도 가능하여 향후 플렉서블 실

리콘 박막의 저가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4. 결  론

플렉서블 스테인레스 스틸 기판 위에 DC 마그네트론 스

퍼터링법을 이용하여 증착온도에 따른 Ag, Al 및 Al:Si

Fig. 7. Total reflectance (a) and diffuse reflectance and (b) of Ag/

Al:Si bilayer back reflectors deposited by varying the film thickness

of Ag layer.

Fig. 8. Changes in the haze values of Ag/Al-Si bilayer back reflectors

as a function of Ag fil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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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반사막의 표면형상과 그에 따른 광 산란 특성 변화

를 조사하고, 이로부터 우수한 광 산란 특성을 갖는 새

로운 Ag/Al:Si 이중구조 후면반사막을 제조하였다. 스퍼터

링법으로 제조된 각 후면반사막은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SZM과 일치하는 비정상 입자성장에 의하여 입자크기

및 표면 텍스처링이 증대되었다. Ag 박막의 경우 증착온

도가 500oC로 증가됨에 따라 입자크기는 800 nm까지 증

가되었다. 또한 입자크기의 불균일성 증대에 따라 σrms값

은 47 nm로 증가되었으며 표면 텍스처링에 의하여 Rdiffuse

값이 크게 향상되었다. Al과 Al:Si 박막은 낮은 녹는점으

로 인하여 Ag 박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착온

도에서도 입자성장과 큰 표면 텍스처링이 유발되었으며

특히, Al:Si 박막은 Si 불순물에 의한 입자경계 이동도 감

소로 가장 큰 표면 텍스처링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증가

된 표면 텍스처링에도 불구하고 Al:Si 박막이 갖는 낮은

반사율 때문에 Ag 박막에 비하여 저하된 광 산란 특성을

나타내었다. Al:Si 박막이 갖는 우수한 표면 텍스처링 특

성과 Ag 박막의 높은 반사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표

면 텍스처링된Ag/Al:Si 이중구조 후면반사막에서는 300oC

의 낮은 증착온도로 표면 텍스처링된 Al:Si 박막 위에

100 nm의 Ag 박막을 증착한 경우에서 가장 큰 표면거칠

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표면 텍스처링 단일구조 Ag 후면

반사막보다 400-1100 nm의 전 파장 영역에서 우수한 광

산란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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